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2019 Autumn

통권 34호

모바일 소식지 연결

난민과 교육,
인류의 미래에 대한 투자

난민보호 캠페인 ─ 글로벌 쉘터 캠페인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월계관 형상은 UNHCR이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UN기구임을

03

전 세계 난민에게
희망의 지붕을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2016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쉘터 캠페인으로
전 세계 후원자들로부터 2,400만 달러(약 291억 9,600만원) 이상을 조성할 수
있었고,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부룬디 출신 마추미(Machumi)와 같은 난민

가족들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거처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출처: 쉘터 캠페인 업데이트 보고서 (2019년 5월 기준)

* 쉘터 캠페인이 가져온 변화

A laurel wreath symbolizes UNHCR i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사람 형상은 난민을 비롯한 UNHCR의 모든 보호대상자를

레바논

2016년 쉘터 캠페인 시작
이후, 7,900채 이상의 건물을

The person symbolize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두 손 형상은 UNHCR의 난민보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Sheltering hands symbolizes UNHCR’s commitment and eﬀorts to protect refugees and persons of concern.

201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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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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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터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 수단이자, 피난길에
오른 난민 가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어린이 그림 공모전 14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다른 그림 찾기 16

사생활을 제공해주고,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며, 악천후나

걸스세이프룸(Girls Safe Room)에서 여학생들이 공부를

건강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줍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하고 있습니다. 마하마 난민촌에는 약 5만 4,000명의

난민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곳 탄자니아에 처음

부룬디 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만 명이

도착한 2016년에는 많은 난민이 텐트와 같은 긴급 임시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 UNHCR/Georgina Goodwin

고맙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후원자 가족과 함께하는

권리입니다. 쉘터는 난민들에게 안전과 생활 공간, 개인의

르완다 마하마 난민촌 페이사낫(Paysannat) 학교의

“휠체어를 탄 아들을 데리고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일하거나

발행인

제임스 린치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발행일

디자인

2019년 9월

덕분에, 이제 안전하고 보다 넓은

국경을 넘는 데 나흘이 넘게 걸렸어요. 다리가 아픈

농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유엔난민기구의 도움

거처를 얻게 되었어요. 태양광 전지, 창문, 잠금장치가

달린 문이 있는 이 집은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요.” - 부룬디 난민 마추미 -

거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난민의 60%가 보다 튼튼하고

영구적인 거처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쉘터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주신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유엔난민기구 쉘터 담당관 패트릭(Patrick) -

(주)디자인인트로

*쉘터 키트: 지역과 환경에 따라 구성품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풀과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칼과 낫, 망치와 못, 로프, 매트, 담요, 방수천, 지붕과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나무 등이 포함됩니다.
*난민 하우징 유닛(Refugee Housing Unit):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잠금장치가 달린 문을 갖춘 조립식 쉘터입니다. (상단 사진 참조)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 난민과 교육

2019 한국 유엔난민기구 소식지 With You ─ 가을호

04

05

#위기에 처한 난민 교육

난민과 교육,
인류의 미래에 대한 투자

얼마 전 발표된 2018 글로벌 난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의 80%는 장기화된* 분쟁 상황 가운데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즉 난민 아이들의 경우, 5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취학 연령 기간 동안 낯선 환경 속에서
교육 기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가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난민촌에서 로힝야 난민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난민과 교육 현황

취학 연령 난민 아동 290만 명
아래 5개국 거주

급격히 감소하는
난민 학교 등록/교육률

초등학교 등록률

중등학교 등록률

초등학교

오늘날,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아래 있는 취학 연령 아이들 710만 명 가운데,

일반 아동

중등학교

있습니다.

일반 아동

난민 아동

절반이 넘는 37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90만 명은
레바논, 터키, 수단, 우간다, 파키스탄 등 주요 난민 발생 지역 주변국에서 살고

고등/대학 교육률

출처: 유네스코(2017), 유엔난민기구(2018)

고등/대학

난민 아동

전 세계적으로 91%의 아이들이 초등 교육을 받고 있지만, 난민 아이 중 63%만이
초등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격차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더 커집니다. 전 세계

아이들의 84%가 중등 교육을 받는 반면, 난민 아이들의 24%만 중등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 아이들의 37%가 아이들이 고등/대학 교육을 받는 반면,

단 3%의 난민 아이들이 고등/대학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2018)

출처: 유네스코(2017), 유엔난민기구(2018)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 25,000명 이상의 동일 국적 난민이 5년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피난하는 경우 (출처: 유엔난민기구 2018년 난민 동향 보고서)

일반 아동

난민 아동

출처: 유네스코(2017), 유엔난민기구(2018)

출처: 유네스코(2017), 유엔난민기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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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의 교육 지원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 4,
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 - 포용적이고

모든 아이는 교육의 권리를 누려야 하며, 그중에서

난민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더욱 절실히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쟁과 폭력을 막을 수는

접근 보장을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고

엔지니어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도울 수

기회의 증진) 아래, 전 세계 난민들의 교육 기회
있습니다.

없지만, 난민 아이들이 미래에 과학자, 의사, 교사,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교육 2030 전략은 난민의
초등, 중등학교 등록률을 일반 아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고등/대학교 등록률을 1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등

(상) 우간다 난민 정착촌 비아바쿠라(Byabakoora) 초등
학교에서 난민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를 넓혀서 교육의 단절을 막고자

(하) 케냐 다답(Dadaab) 난민촌의 난민 학생들이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의 지원으로 온라인 원격
교육 프로그램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등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17년 케냐, 르완다, 우간다,

파키스탄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유엔난민기구 협력 기관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 청소년 클럽(Diamond Adolescent Club)에서 로힝야 소녀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난민에게 교육은 어떤
의미일까?

교육은 배움과 탐구의 과정 가운데 호기심을 채워주고

이니셔티브(Secondary Youth Education

일상으로의 회귀

사회 변화의 동력

되찾고, 삶의 목적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학생들을 리더로 성장시킵니다. 교육은 자신의

교육은 실향의 트라우마를 겪은 난민들이 일상을

지식과 기술을 전할 뿐만 아니라, 상위 수준의 교육은

무엇보다 난민 비호국의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관심과 시야를 넓히고, 건강, 행복, 관계 등 삶의

있는 난민들이 비호국의 공교육 제도 속에서

지식, 역량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달시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난민 가운데, 사회와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84%가 개발도상국에

안전한 공간에서의 보호

난민들입니다.

시설 건립 및 확충, 학습 자재 배포 등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면서 난민과 수용국 지역사회를 함께

방법입니다. 난민의 안정/행복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회복력은 학교에서 습득한 삶의 기술,

교육은 본질적으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학교에 있는

다양한 부문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스킬을

국가를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교육받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들은 강제 노동이나 범죄 행위, 혹은 갱단이나

경제적 자립

돕고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어,

여자아이들은 조혼이나 임신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직업을 찾고

또한 기초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사회 적응을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폭력, 분쟁, 박해로 피난길에 올라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난민에게 교육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장세력의 영향 아래 빠질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친구와 사귈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초등 교육을 마친 여자아이의
조혼율은 14% 정도 낮아지고 중등교육을 마친

여자아이의 조혼율은 64%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경험, 역량 등은 다른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한 여자아이가 학교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최대
20%까지 소득이 증가하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교사 훈련, 교실 및

유엔난민기구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난민 수용국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을 위해, 읽기와 쓰기 수업, 생계

기술 훈련, 디지털 학습 방식, 가속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고등/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장학금

프로그램, 연계 학습 프로그램, 기술 및 직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알버트
다피(DAFI, Albert Einstein German Academic
Refugee Initiative)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할 책상도, 앉을 의자도 없습니다.

1992년 이후 50개국 이상에서 1만 5,500명이

하지만 교육을 향한 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전 총리/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교육 특사 -

장려하여 고국을 떠나 오랜 기간 타지에서 살고

아인슈타인 독일 난민 대학 지원 프로그램인

“이 아이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수업도,
열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Programme)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넘는 난민 학생들의 대학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리스 코스섬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아이들이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설립한 비공식 교육 센터(KEDU
non-formal education centre)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난민 대학 지원 프로그램인 다피(DAFI)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유엔난민기구 파트너 기관 워크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속 교육(Accelerated Education) 프로그램: 상당 수준의
학업을 놓친 아동과 청소년들이 공인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

“교육은 아이들이 생존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게 합니다.
(Education enables children and youth thrive, not just survive.)”
-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

남수단 고롬(Gorom) 난민 정착촌의 고도(Godo)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정착촌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이곳에서 난민 아이들과 현지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 난민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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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이야기
1 거리에서 교실로 돌아온

시리아 소년 파헤드의 이야기

2 배움에 목마른 남수단 소년
기프트의 이야기

3 로힝야 소녀 로자이나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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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원 현황 업데이트: 2019년 7~9월 기준)

<유럽>

지중해 중서부 루트로 피난하는
난민 지원을 위해 2019년
억
만 달러 지원 요청,
유럽 국가들에
안전한 해상
피난/조난 지원 촉구

2 1000
시리아 알레포 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2015년

열 살 기프트(Gift)는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아버지와

19세 로자이나(Rozaina)는 2년 전 고국

역할을 하고 있는 삼촌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쿠투팔롱 난민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도착했습니다. 기프트는 이곳 초등학교에서의 첫날을

다니기엔 나이가 많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레바논으로 피난 온 파헤드(Fahed)가 어머니를

연락이 끊긴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보호자의

열 살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제가 무언가

2016년 콩고민주공화국 비링기(Biringi) 난민촌에

도와 야채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제대로 옮기지 못하면 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파헤드는 올해 초부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파트너 기관인 국경

없는 센터(Borderless Center)가 운영하는 교육
센터에 등록한 이후의 일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돈을 벌기 위해 베이루트 거리에 있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파헤드는 매일 8시부터 12시까지

이곳에서 아랍어, 영어, 수학을 배웁니다. 베이루트
외곽 빈민가에 위치한 이 센터는 150명 이상의
시리아 아이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공교육 과정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곳이 참 좋아요.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생생히 기억합니다. 약 800명의 콩고 현지 아이들과
난민 아이들이 유엔난민기구가 새로 지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전쟁으로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그는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반에서 일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제공하는 어학

수업을 듣고 집에서 독학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불어를 마스터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밤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 고장 난
태양광 램프의 부품들을
활용해 자신만의

손전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기초 수업을 제공하고

이러한 모든

센터 공동설립자가

불투명합니다. 그는 현재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있습니다.” 국경 없는

말합니다.

인구 600만의 레바논에는

93만 5,000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적어도

2년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공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속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국경없는 센터가 제공하는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숫자 수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공부한 난민 아이 90% 이상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력에도, 기프트의 미래는

미얀마에서의 폭력을 피해 2주 이상을 걸어서 이곳

8학년까지 다녔고, 지금 이곳에선 배움 센터에

로자이나는 매일 이곳 드림 가든(Dream Garden)

청소년 클럽에 들릅니다. 15-2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 클럽에는 매일 30-45명이 모이는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
클럽은 여성들에게 미술과 수공예, 생계 기술 및

건강 수업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로자이나와 같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졸업장이나 교육 자격증 등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50만
명 이상의 로힝야
아동과 청소년이

적어도 2년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금 보조를 통해 등록금, 교과서, 학습 자재, 교복

난민의 96%는 교육을 받지

구매 등을 지원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서 그는

조만간 학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9년

유엔난민기구가 중등 학교 시설을 짓고 정비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일부 아이들이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6,000명 이상의 중등

학교 연령 남수단 난민 가운데 92%가 여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도
기프트는 한 줄기 꿈을 키워갑니다.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돕는 게 좋거든요.”

Kyrgyzstan

BANGLADESH
<방글라데시>

Colombia

Kenya
Angola

“이곳 여성 중 많은 수가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들에게 글자를 비롯해 여러 가지

특히 15-24세 로힝야

13,000

Europe

폭력과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주변국으로 피난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 지속,
주변국 콜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콜롬비아에 도착한 베네수엘라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국적
부여 지원

로자이나는 이 클럽의 조력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인데, 이곳 주변에는 중등학교가 많이

없고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콜롬비아>

<앙골라>

앙골라 거주 콩고민주공화국
난민들의 안전한 고국 귀환 지원,
국경지역 모니터링 활동 및 올바른
정보 제공, 양국 정부를 포함한
3자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이고
인간적이며 지속 가능한 메카니즘
구축 노력

<케냐>

난민과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목표로, 케냐 칼로베예
난민촌에서 현금 지원을 통해
명 이상의 난민이
스스로 안전한 임시 거처
및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1,000

“한번도 학교에 가본 적
없는 또래 여성들에게

글자를 비롯해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이 공교육

기회나 교육 자격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한편, 난민들에게 다양한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공중 보건 지원
지난 7월 발표한, 51개 난민 비호국 난민, 난민 신청자,

또한 유엔난민기구가 의료 활동을 지원하는

‘공중보건(public health) 글로벌 리뷰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고, 파트너 기관과

지역 사회의 의료, 영양, 물, 위생 상태를 다룬 유엔난민기구의

80%의 국가에서 90%의 난민 여성이 전문 의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기구와

1,602개의 배움터를 설치했고, 29만 5,000명

받았습니다. 이 결과, 긴급구호 상황에서 중요한 건강 지표인

여러 가지 질병 발생 및 확산에 대응했습니다. 이와

아동 사망률이 2017년 0.4%에서 2018년 0.3%로

문제를 개선하고, 연간 750만 건에 이르는 의료

지난 2년간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과 함께
이상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로자이나는 실향, 상실, 폭력의 트라우마를 겪은

다른 여성들을 돕는 인도주의 단체에서 일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파트너 기관의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지원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계속해서 낮아져, 천 명당 월평균
줄어들었고, 난민을 비호국 의료 체계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37개 난민 비호국에서 대부분의 난민이
결핵, HIV, 말라리아 등을 위한 예방 접종 및 치료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키르기즈스탄>
#IBelong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협력하여
명 이상의 무국적자 국적
부여 지원

협력하여 방글라데시의 디프테리아와 홍역,

케냐와 우간다에서의 콜레라, 바이러스 출혈열 등

더불어, 유엔난민기구는 영양실조와 식량 안보

상담 가운데 15만 4,000건으로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도 1차 진료에 통합 시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 이상의
미얀마 거주
로힝야
난민에게 신분증 발급, 로힝야 난민의
안전한 고국 귀환을 위해 미얀마,
방글라데시 양국 정부와 협력,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난민들의
생계 등 지원

500,000

With You가 만난 사람 ─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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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난민기구 후원자 및 파트너들을 위해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린치 신임 대표입니다. 만나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같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와 요구에 동시적으로 대응하면서

직전에는 태국에서 지역 대표와 동남아시아 지역

이라크(2003)에서의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 이라크

19년간 대표로 일했습니다.

공백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분야에서 처음 일하게 되셨나요?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취득 후, 미국 LA에 있는

한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사회
봉사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시 미국에 들어온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처음 이런 인도주의 분야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구조 위원회(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등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재정착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태국 방콕에서

미국 재정착 절차를 돕는 현장 감독관과 포드 재단의

리서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3.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셨는데,
그동안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면서 특별히

With You가 만나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난민이 있다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난민을 만났고 이들 모두 여러 가지

난민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 방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적
바그다드에 위치한 유엔 건물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세르지오 비에라 드 멜로(Sergio Viera de Mello)

이라크 유엔사무총장 특별 사절을 포함한 유엔

직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5.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돕는
난민들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34만

제임스 린치 대표가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 난민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	여러 지역을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되셨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하는 삶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한국에
오셔서 일하게 되었는지요?

명 이상의 캄보디아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동안 전 세계 곳곳을

납니다. 그들은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적응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캐나다의 가장 춥고 외딴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에 가면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것을 도왔는데, 그들의 들뜬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소회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잠비아에서

포트 맥머리(Fort McMarry)에 재정착하게 된 콩고
난민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추운 날씨를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던 기억도 납니다. 다른 나라로

정착한 이후 지금도 제게 이메일로 소식을 전해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계속

후원자 및 파트너분들의 도움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한국대표부는 내부적으로 잘 갖추어진 체계,

운영되어 온 사무소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기업들과도 더욱 협력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기술, IT 산업의 선진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관심 있는 기업들과

배울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협력을 도모해볼 수 있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늘 그 속에는 새로운 것들을

태국에서 지역 대표로 일하면서 한국사무소의

긴급구호 초기 단계였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인지요?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삶은 늘 쉽지만은 않고 시간과

6.	한국 후원자 및 파트너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요?

9.	신임 대표로서 앞으로 임기 동안

이러한 발전과 성장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한국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로힝야 난민들이

피난을 떠나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그 이후 74만 명이

사람들 모두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더라고요.

전학생이 된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대표로, 또 지역 대표 및

넘는 로힝야인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왔습니다.

길을 알려줬어요. 동네 시장에서나 문구점에서 만난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민들을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얀마

들었습니다. 한번은 구글맵을 켜고 길을 가다가

헤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2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

난민촌에 원격 교육(distance learning) 프로그램을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난민들이

조정관으로 일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활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했습니다. 한국

좋은 관계를 맺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소는 관대한 민간 후원 그리고 정부 후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도 앞으로 꾸준히

10.	마지막으로 한국 후원자 및 파트너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무리 지어 국경을 넘었는데, 그곳에서 그야말로

유엔난민기구의 재정 대부분은 각국 정부와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후원에 참여할 수

또 다른 기억을 이야기하자면, 르완다 대학살이

후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사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실제 난민들의

8.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탈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있었던 1994년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영구적

해결책*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케냐로
피난 온 사람들이 영구적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영구적 해결책(Durable Solutions) -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 재정착 등을 포함한, 난민이 존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변국에서 라이베리아로 피난 온 난민들을

레바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잠비아 등 10개가

2.	어떤 계기로 유엔난민기구, 혹은 인도주의

지난 7월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 신임 대표를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라이베리아로

라이베리아, 이라크, 키르기즈스탄, 스리랑카, 요르단,

조정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6개국 사무소에서 약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 인터뷰

2000년)에서 부대표로 일할 때였습니다. 당시

전기, 수도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귀환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에라리온

넘는 국가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 사무소로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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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라이베리아 (1998-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했고, 그동안 태국, 캄보디아, 케냐, 크로아티아,

제임스 린치 대표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2019 한국 유엔난민기구 소식지 With You ─ 가을호

4.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언제였는지요?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에서 조성하는 ‘자발적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인구 밀도도 매우 높고 연중

태풍과 우기가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74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오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초기에 이들에게 집을 강화할 수

있는 쉘터 키트 등을 배포하면서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긴급구호에 대응하고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한국에 온 지 이제 거의 두 달이 되어가는데,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친절한 곳이라는 생각이

삶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월 정기적으로 전달 주시는 후원금이 전 세계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여러분이 훌륭히 돕고 계신 난민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유엔난민기구 소식

유엔난민기구 소식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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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는 스위스
정부와 함께 12월

제임스 린치 대표, ‘혐오 표현 대응 방안 모색’
국제 심포지엄서 축사

광주농협 ‘한 끼 100원 운동’
기부금 전달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경기도 광주농업협동 조합은 지난 3년간

17-18일 제네바에서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 포럼은 관계 정부 및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2018년 12월 뉴욕 선언에서 합의된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의

실질적인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국적 아동 근본 원인이 되는 성차별적 국적법
조정을 위한 공동 캠페인

유엔난민기구는 유니세프, 평등한

국적권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Global
Campaign for Equal Nationality
Rights) 연합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해, 아동 무국적의 근본 원인이

되는 성차별적 국적법을 조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기관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5개국이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데

있어 여성을 차별하고 있으며, 3개국은 법외혼 자녀에게

국적 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적 부여에 있어서 부모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부모의 성별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아이가 출생시 국적을

가질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혐오 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고 축사를 통해 난민
글로벌 콤팩트를 소개하고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권리 보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의 혐오 표현 대응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물론 국내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을 탐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일본의 혐한 시위

대응 사례,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구글, 페이스북

글로벌 IT 회사들과의 협력 등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 끼니마다 100원씩 모은

후원금을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해 전달하고,

유엔난민기구는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이

후원금을 통해 더욱 많은 난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그날’
도서 수익금 기부 협약 체결

국경없는의사회(MSF),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과 함께

‘하나의 지구, 모든 인간애(One Earth, All Humanity)’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열린 본 사진전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도주의 활동을 조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19일 서울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각 참가

기구의 대표들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도주의
활동을 소개하는 ‘토크 콘서트’가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라크 청각 장애인 실향민 소녀와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 씨의 만남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호다’가 상영되었습니다.

매 주말 간 총 3주에 걸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점(10/26~27)에서 난민 보호 캠페인을

진행 예정입니다. ‘난민과 함께해요(Step with

Refugees)’ 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분쟁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매년 20억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난민과 함께하자는 취지로, 자전거 스테퍼를

활용한 난민의 피난 여정 체험, 당일 본인의 걸음 수

기부, 긴급구호 물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배지 및 실리콘 팔찌 등을 기념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보호 활동에 참여하여 난민을 비롯한 전 세계 강제
후원자님의 친구를 추천해주세요!

*후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신규 후원자에게는
유엔난민기구 웰컴팩(후원안내서, 스티커, 실리콘 팔찌
등 포함)을 전달 드립니다.

아래 내용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문자(1666-5146)로 보내주세요!

추천인 (기존 후원자) 정보

피추천인 (신규 후원자) 정보
성함

성함

출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봄 영국

시흥점(10/12~10/13), 파주점(10/19~10/20),

활동에 관심과 지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향민 7,080만 명을 돕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번 기부를 통해 한 끼의 감사함과 소중함을

최근 난민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은

유엔난민기구는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후원자님, 항상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보호

박수헌 조합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임직원들이

각종 문화 콘텐츠, 특히 다양한 도서 발행 및

8월 19일을 맞아

나의 친구를 추천합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들도 난민

한국

세계 인도주의의 날인

#WithMe #WithYou 캠페인

유엔난민기구 후원자로 추천해주세요!

9월 20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하는
난민 보호 캠페인

세계 인도주의의 날 사진전 및 토크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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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의 소중한 친구를

한국

12월 글로벌 난민 포럼 개최 예정

고맙습니다 ─ 후원 신청서

정부로부터 피난처 제공을 거부당한, 전쟁으로

생년월일
휴대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신규후원자와의 관계

주소

들은 작가 니콜라 데이비스는 영국 가디언지에

후원금액

레베카 콥의 그림과 함께 도서 ‘모든 것이

기타

이 이야기에 대한 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는
사라진 그날(니콜라 데이비스 글, 레베카

콥 그림, 명혜권 옮김, 우리동네책공장)’로

출간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은행

▢ 매월
▢ 정기

세계 난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 매월

30,000
▢ 일시

▢ 매월

50,000
원

100,000

＃ 일시 후원의 경우, 위 금액 1회만 출금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눈높이로 바라보면서 풀어낸 이 책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유엔난민기구에 기부되어 전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피추천인 (신규 후원자) 출금 정보

부모를 잃은 3,000여 명의 난민 어린이들

가운데, 단지 앉을 의자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입학이 거절된 한 난민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 후원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WithMe #WithYou

월

일

예금주

(서명 또는 인)

▢ 예 ▢ 아니오

고맙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후원자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 공모전

유엔난민기구 후원자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 공모전
가장 많은 어린이 후원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유엔난민기구 후원자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어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마이크’, ‘곰 인형’, ‘토끼 인형’,

아동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주제로 열린 본 공모전에 출품한 전체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은 유엔난민기구 어린이 후원자들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나게 노는 시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시간’을

‘커다란 막대 사탕’, ‘과자 바구니’, ‘비행기 장난감’ 등을 그린 그림에서는

아름다운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그림 공모전
최종 선정작

2019 한국 유엔난민기구 소식지 With You ─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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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볕의 온기에 겨울의 찬 기운이 물러나던 지난 3월에 시작한 유엔난민기구의

첫 어린이 후원자 그림 공모전이 여름 더위를 지나 가을 바람과 함께 마무리 됐습니다.

7개월의 시간 동안 총 250여 명의 어린이 후원자 여러분이 ‘나의 후원금으로 난민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미래’를 정성을 담아 그려 보내주셨습니다.

두 손 모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나의 후원금으로 난민

출품작 중, 메시지, 주제와의 부합성, 완성도를 고려한 일부를 선정하여

박예진 어린이
“크진 않은 금액이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관심으로
인해 변화될 아이들의 모습을 꿈꾸며 행복한 나”

*성명 가나다 순(본 공모전 선정작은 별도의 등수 없이 선정되었으며
아래 게재 순서는 등수와 관계 없습니다.)

공민정 어린이
“태어난 것을 축하받고 가족끼리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담예 어린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놀면서 즐거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김다영 어린이
“저는 제주도에 사는 후원자예요. 제주도에
난민 친구가 살수 있는 집을 선물하고 싶어요.
넓은 들판에서 마음껏 손잡고 뛰어
놀고 있게요.”

김윤서 어린이
“내가 난민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그림 공모전 참가 어린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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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언 어린이
“제가 만든 의료용 로봇키트로 어른의 도움없이
아이들이 집에서 쉽게 간단한 처방을 받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그린 그림입니다.”

박서형 어린이
“우리 동생처럼 난민 아기도 맘마도 밥도 많이
먹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안아프니까
엄마도 이제 울지 않잖아요.”

강다범, 강수민, 강신혜, 강예닮, 강채호, 공선우, 공소윤, 권가은, 권기범, 권려원, 권민서, 권범준, 권비송, 권지민, 권푸름, 김가빈, 김가은, 김규리(1월생), 김규리(11월생), 김나린, 김나윤, 김나현,
김다은, 김라율, 김리원, 김민아, 김민정, 김보민, 김부현, 김산, 김서연, 김서진, 김선우, 김세림, 김소윤, 김소율, 김소은, 김소현, 김수안, 김수지, 김시운, 김아린, 김아민, 김연아, 김연지, 김연희, 김온유, 김유은, 김정현, 김주석, 김주은, 김지민,
김지안, 김초아, 김태인, 김효주(4월생), 김효주(6월생), 나우영, 남영선, 도유진, 도하윤, 문가현, 문강우, 문시연, 문준원, 문준휘, 민주안, 박서우, 박성민, 박세진, 박소연, 박소율, 박시온, 박정우, 박주이, 박준서, 박지수, 박지연, 박지현, 박진이,
박초하, 박태경, 박혜리, 박효은, 배아람, 변아영, 서아영, 서유정, 서윤호, 서지우, 서지윤, 서채운, 선소예, 성도윤, 성주연, 성지우, 성찬영, 소은서, 손예나, 손예진, 손지율, 손혜리, 송여준, 송유찬, 송윤후, 송준영, 송준혁, 송준후, 송지민, 신규원,
신보규, 신비, 신효재, 심채하, 안다은, 안성빈, 안성익, 양서연, 양시연, 양정우, 양지우, 오건, 오승아, 오예서, 오예원, 오은서(6월생), 오은서(9월생), 오지민, 오지윤, 오진서, 오태경, 오혜나, 위지호, 유도아, 유리민, 윤다현, 윤바다, 윤서영, 윤지섭,

이해린 어린이
“나의 후원금으로 난민 아동들에게 아름다운 색이
있는 미래의 세상을 선물하고 싶어요.”

정인하 어린이
“우리의 후원금을 통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의 난민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봉민준 어린이
“내가, 우리가 후원하는 작은 도움들이 모여
마법처럼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경 어린이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전 세계 어린이들을 희망의
무지개 끈으로 묶고, 전 세계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여행하면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전호민 어린이
“더운 날 다 함께 놀 수 있는 시원한 워터파크를
난민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정다인 어린이
“세계 모든 어린이들을 즐겁게 지내도록 도와주는
유엔난민기구 언니 오빠들”

조민서 어린이
“난민에게 필요한 것들이 수돗물처럼 콸콸
나오는 사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조성무 어린이
“따뜻한 집과 먹을 것, 마실 물 걱정 없는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가을, 이건율, 이다인, 이루리, 이보은, 이상윤, 이서윤, 이서인, 이서진, 이서하, 이세연, 이소민, 이수아, 이수안, 이승주, 이승하, 이승현, 이연경, 이연아, 이연주, 이예서, 이예은, 이원우, 이이든, 이재유, 이재인, 이재정, 이정무, 이정원, 이준호,
이지오, 이지홍, 이진승, 이태율, 이하린, 이하준, 이형호, 이혜린, 이효서, 임소윤, 임예린, 임유완, 임유은, 임정우, 임지율, 임태성, 장민혁, 장시우, 장원우, 장원준, 장유진, 전경준, 전유찬, 전혜람, 정강훈, 정다윤, 정단비, 정민, 정민경, 정빛나,
정송현, 정예원, 정이아, 정주원, 정주희, 정지원, 정혜성, 조윤서, 조정안, 조현우, 조휘흔, 채이안, 채주원, 천재영, 최건우, 최민서, 최서윤, 최예윤, 최지완, 최지호, 하윤성, 하지원, 하지윤, 한채원(1월생), 한채원(5월생), 한채은, 홍서율, 홍지영,
홍찬민, 황다인, 황민솔, 황예솔, 황지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 다른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탄자니아 난민촌 초등학교에서 부룬디 난민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두 사진의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서 사진을

찍은 후 문자(1666-5147)로 ‘2019가을호/

후원자명/우편 주소(예: 2019가을호/홍길동/

서울시 중구 무교로 6)’를 기재하여

10월 25일(금)까지 보내주신 분 중 일부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 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수많은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엔난민기구 뱃지

With You 소식지 설문 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더 나은 소식지 내용을 위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유엔난민기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2019년 10월 25일(금)까지
참여 방법

아래 큐알코드 스캔 후

링크로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 완료

전화 02-773-7272 (기업후원 02-773-7075) 이메일 withyou@unhcr.or.kr 홈페이지 www.unhc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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